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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평가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이 향후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파리 기후 협정이 발효되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상쇄 이니셔티브의 필요가 크게 증가하고 각 기업들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2021년부터 국제 항공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 

항공을 위한 탄소 상쇄 및 감소 계획(CORSIA)을 수립하였습니다. 항공사들은 다른 배출 감소 옵션에 투자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반면, 대부분의 경우 자발적 탄소 배출권 구매를 통해 달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S&P Global Platts는 CORSIA 적격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견실하고 독립적인 일일 가격 평가 및 세밀하고 정확한 

시장 분석과 논평을 제공합니다. 
 

Platts CEC 가격  평가가  제공하는 세부  사항은 

무엇입니까? 

 

Platts는 이산화탄소에 상응하는 미터 톤($/ mtCO2e)당 

달러로 CORSIA 적격 배출권의 일일 가격을 게시하고 

각각 1,000 CO2 단위의 5개 로트를 나타냅니다. 런던 

시간 오후 4시 30분의 가격을 반영합니다. 

Platts는 다음 그룹에서 인증한 프로젝트의 배출권을 

반영합니다. The Gold Standard, Climate Action 

Reserve(CAR), Verified Carbon Standard(VCS), 

Architecture for REDD+ Transactions, 및 American 

Carbon Registry. Platts는 여기에 명시된 레지스트리 및 

방법론 제한에 따른 방법론을 반영합니다. 

https://www.icao.int/environmental-

protection/CORSIA/Pages/default.aspx  
 

CEC는 ICAO의 지침에 따라 금년도 제공을 위한 특정 

성숙기 또는 발행 년도에 대한 현물 시장을 반영합니다. 

특정 탄소 배출권 비용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 공동 혜택 또는 위치로 인한 가격 차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동 혜택 또는 특정 지리적 

영역을 지정하는 배출권을 Platts CEC 평가 프로세스에 

사용할 수 있지만, 평가 목적에 대한 중립 CORSIA 적격 

배출권으로 다시 정규화합니다. 

 

Platts CEC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Platts 가격 평가는 Market On Close 가격 평가 프로세스, 

중개 시장 또는 현재 년도 내 제공하기 위한 거래 및 교환 

상품에 보고된 위 그룹이 확인한 CORSIA 적격 배출권에 

대한 입찰, 시장에서의 비드와 오퍼 그리고 체결된 

거래를 반영합니다. 이 가격 평가는 CORSIA 적격 배출권 

제공을 반영하는 상품의 모든 거래 활동을 포함합니다. 

 

가격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정보는 이미 

고지한 바와 같이 독립성 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Platts의 플랫폼에 게시합니다.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불투명한 개발 시장에 가격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인 일일 

가격을 제공합니다. 

- 구매자와 판매자가 정보에 입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거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Platts의  다른  시장과  관련하여  탄소 배출권 

시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다양한 상품 부문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탄소 배출 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발적인 탄소 배출권이 

부착된 LNG 화물을 판매하여 달성한 ‘탄소 중립’ 

액화 천연 가스 거래를 지켜 보았습니다. Platts 

CEC는 투명한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만드는 첫 

단계를 의미합니다. 기후 변화는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향후 회사, 투자자 및 구매자가 결정할 

때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 , 논평 , 그리고  이론적 근거는 

어디에  게시합니까? 

- Platts Market Data 

- Platts 고정 페이지 MH1414, MH0483 

- European Marketscan 

- Asia Pacific Arab Gulf Marketscan 

- US Marketscan 

 

이  가격  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Paula VanLaningham-paula.vanlaningham@spglobal.com 

Platts 벤치마크 가격평가 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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